
Introduction

한국 문화는 정(情)을 핵심요소로 하는 관계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Choi & Choi, 2002). 특히, 여성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삶과 

가족의 형태, 사회적 관계와 지위 등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은 개인이 인지하는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짐작된다(Ryu & Han, 2016). 2016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국

민건강영양조사 Ⅵ에서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결과를 보면, 

30대의 35.4%, 40대의 24.2%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응답률은 낮아졌다(KOSIS, 2016). 또한, 40

대를 제외한 30대, 50대, 60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성들이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

한 사회활동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압이 일

과 후에도 상승한다는 Lee (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는 특정한 자극에 대해 신체에서 생겨나는 비특정적인 

반응으로(Selye, 1976),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스트레스와 심리, 

신체 간의 부조화는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다(Cohen 

& Wills, 1985; Gentry & Kobasa, 1984). 이러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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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affects stress-related factors in women aged 30–60s. Methods: Thirty-four 
healthy women living in Busan were divided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once a week vs. twice a week) and participant age. 
Participants’ stress levels were measured by a questionnaire (examining the quality 
of sleep, pain, fatigue, psychological stress, and physiological stress) and pulse wave 
detector (examining the stress index, blood vessel health index, and average heart 
rate) before and after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To analyze data, independent 
t-test, descriptive statistics, and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of repeated 
measures were performed using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20.0. Results: In this stud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showing that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affected the quality of sleep, pain, fatigue, psychological 
stress, and physiological stress depending on the measuring time (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herapy or age. However, 
pulse wave detection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stress index, blood vessel 
health index, and average heart rate according to measuring time. Only stress index 
and average heart rate ha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Differences in 
the stress index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p<0.001), and the average 
heart rate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women aged 50–60s (p<0.01). Pulse wave 
detection revealed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therapy. Conclusion: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in women aged 30–60s was effective in alleviating 
stress. This therapy has the potential to help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plans of 
stress for both customers and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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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하고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감

당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수면장애, 피로, 통증, 고

혈압, 심장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Ahn et al., 2007; Lavie, 2001; 

Selye, 1965; Tak, 1997; Theorell et al., 1992).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자기보고식 척도검사, 뇌파검사, 

혈액검사, 타액검사, 맥파검사 등이 있다. 이 중 맥파검사는 스트레

스에 따른 체내 반응인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피

험자에게 비침습적이면서도 신뢰를 확보한 방법인 심박변동(heart 

rate variability)을 지표로 사용한다(Choi, 2005).

근막(fascia)은 생명 기관과 신체 구조를 유지하고 기계적인 스

트레스에 대해 저항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만성 스트레스로 인

해 불균형 상태가 된 인체구조에 근막이완요법(Kim et al., 2009a; 

Scott, 1986)을 적용하면 근막의 제한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물질의 

배출을 높여 근막을 재정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부조직의 고

유수용성 감각 기전을 다시 설정하여(Ham, 1999), 인체를 균형 상

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등 마사지와 스트레스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

(Choi & Kim, 2009; Yun & Shin, 2012), 근막이완요법과 스트레스 

관련 인자들의 연구(Kim et al., 2010; Park & Ryu, 2012) 등과 같은 

다수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단일변수에 의한 연구라는 한계점

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 빈도와 연령, 측정 시기를 단

일뿐만 아니라 복합적 조건으로 하여 등 부위에 근막이완요법을 시

행한 후 스트레스와 그에 관련된 변수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Methods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30–60대의 여성들로

서 의학적인 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실험은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6회씩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등 근막이완

요법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실험은 2013년 4월 7일부터 5

월 13일까지 6주간 6회씩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인 30–40대 16명과 

50–60대 18명을 주1회와 주2회의 관리 빈도에 따라 17명씩 2그룹으

로 나누어 관리 빈도와 연령, 측정 시기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공간은 온도 18–22℃, 습도 40–60%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등 근막이완요법을 시행하기 전과 후에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수면, 통증, 피로,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설문지를 통

해 측정하였다. 또한 매회 실험이 진행되기 전과 후에 맥파측정기로 

스트레스지수, 혈관건강지수, 평균심박수를 측정하였다. 등 근막이

완요법은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하여 좌우 옆으로 누운 자세로 진행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결과 측정은 설문지와 맥파측정기를 사용하였다. 설

문지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스트레스와 관련

된 수면,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피로, 심

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수면측정도구

는 Snyder-Halpern & Verran (1987)의 측정도구를 Oh et al. (1998)

가 수정한 것으로, 총 15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낮을

수록 수면의 질이 나쁜 것으로 하였다. 시각적 상사 척도는 Cline et 

al. (1992)이 개발한 통증측정도구로서, 통증강도를 0에서 10으로 나

누어 통증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피로측정도구는 일본의 산

업피로도연구회에서 총 30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만든 것을 Kim 

et al. (2009b)가 사용하였고, 이를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점수가 낮

을수록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는 

Park & Lee (2000)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스트레스 상태를 4점 

리커트 척도로 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하였

다. 연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수면측정도구=0.762, 피로

측정도구=0.869, 심리적 스트레스=0.856, 신체적 스트레스=0.806

으로 나타났다.

맥파측정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유비오 맥파측정

기(UBioClip v70; Biosense Creative, Korea)를 사용하였다. 유비오 

맥파측정기는 검지 손가락을 센서와 접촉하도록 하여 적외선에 의

해 맥파를 측정하는 기기로,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지수와 혈관건강

지수, 평균심박수를 측정하였다. 스트레스지수는 25 이하의 값을 스

트레스가 없는 상태, 25–45의 값을 일시적 또는 초기 스트레스 상

태, 45 이상의 값을 스트레스로 내성이 약해지는 단계로 설정하였

다. 또한, 혈관건강지수는 음수값이 클수록 혈관건강나이가 좋은 것

으로, 양수값이 커지면 혈관이 노화되는 것으로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및 처리를 위해 SPSS WIN 20.0 (IBM, USA)

을 사용하였다. 수면의 질, 통증, 피로,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등 근막이완요법이 스트레

스지수, 혈관건강지수, 평균심박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of repeated 

measures)을 시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

상자들의 직업은 30–40대에서 교육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50–60대에서는 자영업과 가정주부가 많았다. 결혼상태는 30–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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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혼인 비율과 기혼인 비율이 비슷하였고, 50–60대에서는 기

혼의 비율이 많았다. 월 소득은 두 연령대에서 200–400만원 미만이

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몸무게는 30–40대에서 50 kg대라고 응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50–60대에서는 60 kg대라는 응답이 많

았다. 키는 두 연령대에서 155–160 cm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설문지를 통한 스트레스 측정 결과

1) 수면의 질에 대한 변화 비교

등 근막이완요법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

술통계와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보면 30–40대와 50–60대 모두 수면의 질이 실험 후에 향상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0–60대 주2회군에서 가장 효과가 크

게 나타났다(Figure 1).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의 결과에서는 측정 

시기(F=62.697; p<0.001)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

령, 관리 빈도의 주 효과와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

과, 측정 시기 및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1).

이는 수면의 질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Yi 

(2013)의 연구와 위암 환자에게 등 마사지를 실시한 후 수면의 질에

서 시간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다는 Han & Lee (2012)의 연구와

도 일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등에 위치한 척추 신경을 자극하는 행

위가 부교감 신경에 영향을 주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

2) 통증에 대한 변화 비교

등 근막이완요법이 목, 팔 그리고 등을 포함한 상반신의 통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에서의 결과를 보면 30–40대와 50–60대 모

두 실험 후에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0–40대 주1

회군이 통증완화 효과를 크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Figure 2). 또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에서도 측정 시기(F=387.281; p<0.001)

에 대한 효과가 발견되어 등 근막이완요법이 상반신 부위의 통증 완

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 관리 빈도

의 주 효과와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연령

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

기 및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Appendix 2).

본 연구결과는 Oh & Oh (2003)의 20–60대 만성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시행한 후 유의한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근막이완마사지를 

실시하여 하체지연성 근육통의 감소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Kim 

& Bae (2012)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연

구대상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과 처치 전에 인위적으로 근

육통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막이완요법의 효과를 살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피로에 대한 변화 비교

등 근막이완요법이 피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와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의 결과

는 30–40대와 50–60대가 모두 실험 후에 피로가 완화되었다고 하

였는데, 30–40대는 주1회군이, 50–60대는 주2회군에서 조금 더 효

과 있다고 응답하였다(Figure 3).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에서

도 측정 시기(F=165.689; p<0.001)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났다. 그

Figure 1.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examining 
quality of sleep.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and 50–60s. Among these, women aged 50–60s 
receiving therapy twice a week showed the most improvement in 
quality of sleep index. Results are represented as M±SD. ANOVA, 
analysis of variance; M±SD, mean±standard deviation. 

Figure 2.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examining pain.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and 50–60s. Among these, women 
aged 30–40s receiving therapy once a week showed the most 
improvement in pain (VA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SD. 
VAS, visual analogue scale; ANOVA, analysis of variance;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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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and age                          (n=34)

Variable
Frequency of therapy Age

Once a week Twice a week     30–40s     50–60s

Occupation

Office job 3 (17.6%) 1 (5.9%) 2 (12.5%) 2 (11.1%)

Management 0 (0.0%) 1 (5.9%) 1 (6.3%) 0 (0.0%)

Sales 1 (5.9%) 2 (11.8%) 1 (6.3%) 2 (11.1%)

Self-employment 3 (17.6%) 7 (41.2%) 3 (18.8%) 7 (38.9%)

Teacher 4 (23.5%) 4 (23.5%) 6 (37.5%) 2 (11.1%)

Housemaker 6 (35.3%) 2 (11.8%) 3 (18.8%) 5 (27.8%)

Marital
status

Single 5 (29.4%) 4 (23.5%) 8 (50.0%) 1 (5.6%)

Married 9 (52.9%) 12 (70.6%) 7 (43.8%) 14 (77.8%)

Lack of response 3 (17.6%) 1 (5.9%) 1 (6.3%) 3 (16.7%)

Monthly income
(10,000 won)

100–200 under 1 (5.9%) 2 (11.8%) 2 (12.5%) 1 (5.6%)

200–400 under 13 (76.5%) 3 (17.6%) 8 (50.0%) 8 (44.4%)

400–600 under 2 (11.8%) 6 (35.3%) 3 (18.8%) 5 (27.8%)

600–800 under 1 (5.9%) 3 (17.6%) 2 (12.5%) 2 (11.1%)

800–1,000 under 0 (0.0%) 1 (5.9%) 0 (0.0%) 1 (5.6%)

1,000 over 0 (0.0%) 2 (11.8%) 1 (6.3%) 1 (5.6%)

Weight 
(kg)

50 under 1 (5.9%) 2 (11.8%) 3 (18.8%) 0 (0.0%)

50–60 under 9 (52.9%) 9 (52.9%) 12 (75.0%) 6 (33.3%)

60–70 under 5 (29.4%) 4 (23.5%) 0 (0.0%) 9 (50.0%)

70–80 under 2 (11.8%) 2 (11.8%) 1 (6.3%) 3 (16.7%)

Height
(cm)

150 under 1 (5.9%) 1 (5.9%) 2 (12.5%) 0 (0.0%)

150–155 under 2 (11.8%) 4 (23.5%) 0 (0.0%) 6 (33.3%)

155–160 under 9 (52.9%) 8 (47.1%) 8 (50.0%) 9 (50.0%)

160–165 under 4 (23.5%) 3 (17.6%) 4 (25.0%) 3 (16.7%)

165–170 under 1 (5.9%) 1 (5.9%) 2 (12.5%) 0 (0.0%)

Total 17 (100.0%) 17 (100.0%) 16 (100.0%) 18 (100.0%)

Figure 3.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examining 
fatigue.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and 50–60s. Among these, women aged 30–40s 
receiving therapy once a week and those aged 50–60s receiving 
therapy twice a week showed improvements in fatigue index. 
Results are represented as M±SD. ANOVA, analysis of variance; 
M±SD, mean±standard deviation.

Figure 4.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examining 
psychological stress.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and 50–60s. Among these, women aged 50–60s 
showed more improvement in psychological stress index than 
those aged 30–40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SD. ANOVA, 
analysis of variance;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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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연령, 관리 빈도에 대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과 관

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 및 연령과 관리 빈도

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3).

본 연구 결과는 피로가 연령과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와 일치하였

고 중년층에 비해 청년층이 피로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와 연령에 따

라 피로가 심화된다는 연구와는 상이하였다(Kroenke et al., 1988; 

Lee et al., 2005; Park et al., 2000). 따라서 피로와 연령과의 관계

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4)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 비교

등 근막이완요법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기술통계와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

통계의 결과를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30–40대와 50–60대 

모두 실험 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50–60대가 30–40대보다 유의한 범위는 아니지만 효과가 크게 나

타났다(Figure 4).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의 결과에서도 측정 시기

(F=111.099; p<0.001)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기에 등 근막이완요

법의 시행이 심리적 스트레스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령, 관리 빈도에 따른 주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연령의 상호작

용효과, 측정 시기와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 및 연령

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Appendix 4).

본 연구는 40–50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등 마사지를 실시한 후 

심리적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는 Kim et al. (2012)의 결과뿐만 아

니라, 20대 대학생에게 발수기요법을 적용한 후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Kim (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손에 의

한 관리가 연령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5)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 비교

등 근막이완요법이 신체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기술통계와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

계의 결과를 보면, 30–40대와 50–60대 모두 실험 후에 신체적 스

트레스가 완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50–60대가 30–40대 보

다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효과를 크게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Figure 5).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측정 시기

(F=156.165; p<0.001)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났고 이것으로 등 근

막이완요법이 신체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연령, 관리 빈도의 주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연령과 관

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 및 연령과 관리 빈도

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ppendix 5).

본 연구와 같이 Kim et al. (2012)과 Kim (2013)의 연구에서도 처

치 후에 신체적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고 하여 처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맥파측정기에 의한 결과

등 근막이완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맥파측정기의 스트레스지수, 

혈관건강지수, 평균심박수에 대한 연령과 관리 빈도에 따른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Figure 5.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examining 
physiological stress.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and 50–60s. Among these, women aged 50–60s 
showed more improvement in physiological stress index than 
those aged 30–40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SD. ANOVA, 
analysis of variance; M±SD, mean±standard deviation.

Figure 6.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examining the 
stress index.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and 50–60s. Among these, women aged 30–40s 
receiving therapy once a week showed the most improvement in 
stress index. Results are represented as M±SD. ANOVA, analysis 
of variance;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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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스지수에 대한 변화 비교

등 근막이완요법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

술통계와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의 결과를 

보면, 30–40대와 50–60대 모두에서 실험 후에 스트레스지수가 낮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40대의 주1회군에서 스트레스지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30–40대 주

1회군과 주2회군이 50–60대 주1회군과 주2회군과 각각 대응하였을 

때 변화의 폭이 더 컸다(Figure 6). 반복측정 분산분석에 따른 결과

에서도 연령(F=24.193; p<0.001)과 측정 시기(F=19.789; p<0.001)

에서 주 효과가 나타났다(Appendix 6). 특히, 연령에서 30–40대가 

50–60대보다 실험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스트레스의 누적과 신체적인 상태의 퇴화가 실험 효과

에도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측정 시기 간의 통계적 유의성

을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로 조정한 다중비교 결과를 보면 실험 

전과 실험 후 1회 간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실험 후 1회와 이후의 

실험 결과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실험 후 1회에 나타난 효과가 6

회까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반면에 관리 빈도의 주 효과와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관리 빈도의 상호작

용효과, 측정 시기 및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Appendix 6). 

2) 혈관건강지수에 대한 변화 비교

등 근막이완요법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

술통계와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에 따른 

결과는 30–40대와 50–60대 모두 실험 후에 혈관건강지수가 향상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 30–40대 주2회군이 가장 많이 향상

되었고 50–60대 주1회군도 향상폭이 컸다(Figure 7). 반복측정 분산

분석의 결과에서는 측정 시기(F=9.573; p<0.001)에 대한 주 효과가 

나타났다(Appendix 7).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로 조정한 다중비교의 결과, 실험 전은 실험 후 1회와 차

이가 존재하였으며 실험 후 1회는 이후의 실험 결과와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아 실험 후 1회의 효과가 6회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Table 2).

이에 반해 연령, 관리 빈도의 주 효과와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

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관리 빈

도의 상호작용효과는 주요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측정 

시기 및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도 알아보았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Appendix 7).

3) 평균심박수에 대한 변화 비교

등 근막이완요법이 평균심박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통계의 결

과에서는 30–40대와 50–60대 모두가 실험 후에 평균심박수가 안정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0–60대 주1회군과 주2회군이 30–40

대 주1회군과 주2회군에 비해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50–60

대 주2회군이 주1회군보다 유의미하지 않지만 효과가 좀더 나타

났다(Figure 8).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에서도 연령(F=9.274; 

p<0.01)과 측정 시기(F=6.255; p<0.001)에서 주 효과가 보였다

(Appendix 8). 연령에서는 50–60대가 30–40대에 비해 평균심박수

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 시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로 조정한 다중비교 결과, 실험 전은 실험 

후 1회와 차이가 보였으나 실험 후 1회는 이후의 실험 결과와 차이가 

Figure 7.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examining the 
blood vessel health index.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and 50–60s. Among these, women aged 30–40s 
receiving therapy twice a week and those aged 50–60s receiving 
therapy once a week showed improvements in the blood vessel 
health index. Results are represented as M±SD. ANOVA, analysis 
of variance; M±SD, mean±standard deviation.

Figure 8.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examining 
average heart rate.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were observed in women 
aged 30–40s and 50–60s. Among these, women aged 50–60s 
showed more improvement in the average heart rate than 
those aged 30–40s. Results are represented as M±SD. ANOVA, 
analysis of variance;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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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아 실험 후 1회의 효과가 6회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반면에 관리 빈도의 주 효과와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측정 시기와 관리 빈도의 상호작

용효과, 측정 시기 및 연령과 관리 빈도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8).

Kim (2013)과 Lee (2008)의 연구에서도 마사지를 받은 후 맥박수가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처치 방법

과 처치 부위가 다름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손에 의한 기법

들이 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 맥박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Table 2. Multiple comparisons using the Bonferroni method on the effects of back fascia relaxation therapy in women aged 30–60s        

(n=34)

Stress 
index

(I) factor (J) factor M.Diff. (I–J) S.E. p (I) factor (J) factor M.Diff. (I–J) S.E. p

Before 
experiment

After 1st 11.830*** 1.573 0.000

After 2nd

After 3rd  3.184 2.234 1.000

After 2nd 13.309*** 1.924 0.000 After 4th  1.448 1.795 1.000

After 3rd 16.493*** 2.069 0.000 After 5th  2.736 1.991 1.000

After 4th 14.757*** 1.560 0.000 After 6th  5.083 1.824 0.192

After 5th 16.045*** 1.684 0.000

After 3rd

After 4th -1.736 2.230 1.000

After 6th 18.392*** 1.835 0.000 After 5th -0.448 1.953 1.000

After 1st

After 2nd     1.479 2.135 1.000 After 6th  1.899 2.197 1.000

After 3rd     4.663 2.172 0.840
After 4th

After 5th  1.288 1.501 1.000

After 4th     2.927 2.146 1.000 After 6th  3.635 1.521 0.491

After 5th     4.215 2.178 1.000 After 5th After 6th  2.347 1.554 1.000

After 6th     6.563 2.335 0.181

Blood 
vessel 
health 
index

(I) factor (J) factor M.Diff. (I–J) S.E. p (I) factor (J) factor M.Diff. (I–J) S.E. p

Before 
experiment

After 1st   8.865*** 1.457 0.000

After 2nd

After 3rd  1.198 1.747 1.000

After 2nd 10.545*** 1.832 0.000 After 4th -0.944 2.004 1.000

After 3rd 11.743*** 2.186 0.000 After 5th -1.965 2.252 1.000

After 4th    9.601*** 1.918 0.000 After 6th  3.524 2.216 1.000

After 5th    8.580* 2.234 0.012

After 3rd

After 4th -2.142 2.180 1.000

After 6th 14.069*** 1.858 0.000 After 5th -3.163 1.811 1.000

After 1st

After 2nd    1.681 1.430 1.000 After 6th  2.326 2.465 1.000

After 3rd     2.878 1.980 1.000
After 4th

After 5th -1.021 2.423 1.000

After 4th    0.736 1.990 1.000 After 6th  4.469 1.788 0.380

After 5th    -0.285 2.031 1.000 After 5th After 6th  5.490 2.160 0.346

After 6th     5.205 2.084 0.383

Average 
heart
rate

(I) factor (J) factor M.Diff. (I–J) S.E. p (I) factor (J) factor M.Diff. (I–J) S.E. p

Before 
experiment

After 1st   6.757*** 1.221 0.000

After 2nd

After 3rd -0.840 1.442 1.000

After 2nd      5.583 1.713 0.058 After 4th  0.278 1.007 1.000

After 3rd       4.743 1.787 0.265 After 5th  1.295 1.238 1.000

After 4th       5.861 1.771 0.051 After 6th  1.625 1.447 1.000

After 5th  6.878** 1.691 0.007

After 3rd

After 4th  1.118 1.019 1.000

After 6th  7.208** 1.484 0.001 After 5th  2.135 1.256 1.000

After 1st

After 2nd      -1.174  1.426 1.000 After 6th  2.465 1.494 1.000

After 3rd      -2.014  1.532 1.000
After 4th

After 5th  1.017 1.335 1.000

After 4th      -0.896 1.251 1.000 After 6th  1.347 1.291 1.000

After 5th       0.122  1.477 1.000 After 5th After 6th  0.330 1.137 1.000

After 6th       0.451 1.099 1.000

M.Diff., mean difference; S.E., standard error;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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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는 등 부위에 시행하는 근막이완요법이 현대인의 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였다. 30–60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 빈도 및 연령과 측정 시기에 따른 효과

를 함께 살펴보았다.

등 근막이완요법은 측정 항목들에서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측정 시기에 따른 유의성

은 보였지만 주1회와 주2회의 관리 빈도에 따른 측정치들에서 유의

한 차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맥파측정기의 스트레스지수

와 평균심박수에서는 연령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스트

레스지수는 30–40대에 더 효과적인 결과가 보였고, 평균심박수는 

50–60대에서 더 큰 변화를 나타냈다. 그 외 수면의 질, 통증, 피로,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와 맥파측정기의 혈관건강지수에서는 연

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근막이완요법과 등 부위라는 두 가지 요소를 스트레스

와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진행한 관계로 연구결과가 근막이완요법의 

효과인지 등 부위에 처치한 결과인지 아니면 상호작용의 결과인지 

선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등 근막이완요법이 성인 여성들의 

효과적인 스트레스 완화의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관리 

빈도는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효과에

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피부관

리의 서비스 대상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적 조건에 따라 관리 계

획을 세울 수 있고 관리실 운영자도 이를 마케팅에 접목하여 고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is work is part of the Mijung Kim’s M.S. thesis at the Youngsan 

University, Bu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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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등 근막이완요법이 30–60대 성인 여성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영향

김미정1, 박세연2, 오수연3* 
1동덕여자대학교 보건향장학과, 서울, 한국 
2동덕여자대학교 응용화학과, 서울, 한국 
3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부산, 한국

목적: 본 연구는 30–60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등 근막이완요법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관련 요인들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34명을 관리 빈도(주1회, 주2회)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분류하였

다. 대상자들에게 등 근막이완요법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설문지(수면의 질, 통증, 피로,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와 맥

파측정기(스트레스지수, 혈관건강지수, 평균심박수)로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독립 t 검정과 기술 통계,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

서는 등 근막이완요법이 수면의 질, 통증, 피로,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측정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나(p<0.001), 관리 빈도와 연령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맥파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에서는 스트레스지수, 혈

관건강지수, 평균심박수에 대해서는 측정 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스트레스지수와 평균심박수에서만 연령에 따른 유

의성이 나타났다. 스트레스지수가 30–40대에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고(p<0.001), 평균심박수는 50–60대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p<0.01). 관리 빈도에 대한 효과는 맥파측정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30–60대의 성인 여성에게 등 근막관리요법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고객과 관리자 모두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근막, 스트레스, 피로, 수면,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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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背筋膜松弛疗法对30–60岁成年女性缓解压力的影响 
 
金美貞1，朴世蓮2，吳壽連3* 
1同德女子大学保健香妆学科，首尔，韩国 
2同德女子大学应用化学科，首尔，韩国 
3灵山大学美容艺术学科，釜山，韩国

目的: 对30–60岁成年女性进行背筋膜松弛疗法，探讨背筋膜松弛疗法对压力相关因素产生的影响。方法: 对釜山居住的
34名女性根据背部筋膜放松治疗的频率分组（每周一次，每周两次）以及根据年龄分类。在筋膜松弛治疗前后，分别对
参与者通过问卷调查（睡眠质量，疼痛，疲劳，心理压力，生理压力）以及脉搏波检测（应力指数，血管健康指数，平
均心率）测定压力状态。数据分析采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WIN 20.0进行独立t检验、技
术统计、双向方差分析。结果: 背部筋膜松弛治疗对睡眠、疼痛、疲劳、心理压力和生理压力的影响随测量时间的不同
而有差异（p＜0.001），但对治疗次数与年龄无显著性差异。然而，脉搏波检测显示，根据测量时间，压力指数、血管
健康指数和平均心率有显著差异。但只有压力指数和平均心率与年龄有显著性差异。压力指数在30岁至40岁之间的女性
上有差异（p＜0.001），平均心率在50岁至60岁女性上有显著变化（p＜0.01）。治疗频率在脉搏波检测上没有显现其效
果。结论: 背部筋膜松弛疗法对30–60岁的成年女性有缓解压力的作用。这种疗法有助于为客户和管理者制定有效的压力
管理计划。

关键词: 筋膜，压力，疲劳，睡眠，疼痛


